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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중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습니까?

2.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 명령문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4절, 참고/고전 13:4)

3. 갈등 속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어떤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5절, 참고/ 롬 12:19)

4. 염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합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 바른 생각을 어떻게 해야할지 다음 참고 구절을 읽고 

 말씀해 보십시오.(6절a, 참고/마 6:27-30, 롬 12:2, 시 42:5)

5. 죽음 앞에서 낙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적용해 보십시다.

 (참고/ 살전 4:13, 합 3:17-18)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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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군과 '아무것도'양에 던진 질문
(빌 4:4-6) 

빌립보서 강해 -제19편 



Apply to Life1. It is said that the three elements that form our personality are intelligence, emotion and will.  
 Which of these three tend to be dominant for you?

2. What is the commonality between the commands “Rejoice always” and “Love one another”?  
 Why are these commands realized?  (v.4, Ref: 1Cor 13:4)

3. What fact remind us, amid the conflict between Euodia and Syntyche, that can lead them to be 
 generous with each other?  (v.5, Ref: Rom 12:19)

4. Worries are the result of Wrong Thinking.  When worries overcome us, discuss how one can 
 progress towards Right Thinking by referencing the following verses.  (v.6a, Ref: Matt 6:27-30, 
 Rom 12:2, Psalm 42:5)

5. Think about how we can find happiness in the midst of death or discouragement by reading and 
 applying the following verses.  (1 Thess 4:13, Hab 3:17-18)

<Song in Response: Nearer, My God to Thee,  Living For Jesu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Question Asked of Mr. Always and Ms. Anything 
(Philippians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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